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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ydrodynamic separator using natural free energy provided by bridge was operated for the treatment of stormwater runoff. 
The separator was automatically controlled by using electronic valve which is connected with pressure meter. Normally the 
separator was opened during dry days, but it was closed after the capture of first flush.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pressure and the flow rate were directly affected by the rainfall intensity. The pressure was more than 3 meters as the rainfall 
intensity was above 5 mm/hr. The percent volume of underflow decreased as the pressure and flow rate increased, but the 
percent volume of overflow showed an opposite behavior. The concentration of total suspended solids (TSS) in underflow 
increased as a function of increasing pressure while it decreased in overflow. The TSS separation efficiency was evaluated 
based on mass balance. It ranged from 30% to 90% with the pressure ranging from 2 to 10 meters, and it was proportional to 
pressure and flow rate. The analysis of water balance indicated that around 13% of total runoff was captured by the separator 
as a first flush, and this runoff was separated as underflow and overflow with the respective percent volume of 29% and 71%. 
The pollutants budget was also examined based on mass bal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 of TSS, CODcr, TN and 
TP in underflow were 73%, 59%, 7.6% and 4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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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도로건설시 부지매입비용의 증가와 선형의 직선화 등으

로 교량화  터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천이나 

수지,  등을 통과하는 교량에서는 부분 우수 배출구

가 수면 는 고수부지, 홍수터와 직  연결되어 있어 수

질  주변토양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도로

에서 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기작은 주행하는 차량 타이

어와 포장면과의 마찰, 이크패드의 마모, 노후된 차량

으로부터 기름성분 유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 오염물

질을 도로 표면에 배출하게 된다(이주  등, 2004).
강우시 하천이나 호수를 통하는 교량의 배수받이를 통

해 오염물질이 직  수면으로 배출되므로 강우 유출수에 

함유된 부유물질, 속  유해물질 등이 인근수계에 미

치는 향  잠재력이 매우 크다(이 호 등, 2007; Sansa-
lone et al., 1998). 일반 인 도로강우 유출수에는 오일과 

지방질, 석유류는 다양한 형태의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ykim@hanseo.ac.kr

데 이들  일부는 특정 물고기에게 발암성, 기형성, 돌연

변이성 물질이다. 한 오일류는 그 양이 많을 경우 상수

원수로서 사용을 제한하고 락용수로서의 물의 가치를 크

게 하시킨다. 문헌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물 환경으로 유

입되는 PAH의 주요 경로는 도로를 포함한 도시강우 유출

수이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에 존재하는 PAH의 36%
가 불투수층을 통한 강우유출수라는 보고가 있다(Aryal et 
al., 2005). 강우 유출수에는 오일/유분 이외에 납, 아연, 구
리, 카드뮴과 같은 속과 농약, PCBs, 페놀과 같은 특정

유기화합물과 같은 다양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Aryal 
et al., 2005). 국내에서 조사된 도로 강우 유출수에 함유된 

각 속에 한 최소값과 최 값의 범 를 살펴보면 Cd
이 0.5~18.24 ug/L, Cr이 1.18~1,150 ug/L, Cu가 3.5~4,81 
ug/L, Ni이 3.34~182.4 ug/L, Pb가 2~289 ug/L, Zn이 13~ 
6,850 ug/L의 범 를 보이고 있다(이은주 등, 2006). 특히 

불투수층이 주를 이루는 도시지역에서 기강우 유출수에 

함유된 부유물질의 농도는 건기시 하수농도에 비교하여 

5~10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 호 등, 2009; Lee 
et al., 2002; Saget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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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s of the hydrodynamic separator and the first-flush capture device.

일반 으로 농 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상 없이 강우 

유출수는 불규칙한 발생,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의 함유, 
극단 인 유량 변동으로 인하여 그 처리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강우 유출수  

기 강우유출수를 포착할 수 있는 장치와 교량이 제공하

는 낙차에 지를 활용하는 수리동력학  분리장치(하이드

로 사이클론, hydro-cyclone)를 구상하게 되었다. 하이드로 

사이클론은 연속상의 유체로부터 분산상의 고체 입자를 원

심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비교  처리능

력  분리성능이 우수하며, 은 시설투자비와 유지비, 설
치의 용이성과 작은 공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드로 싸이클론 운 시 내부 

압력상승을 하여 외부로부터 인 인 동력공 이 필요

하다는 단 이 있다.
국내에서 수리동력학  분리장치를 이용한 강우 유출수 

용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호 등(2009)은 실험실에

서 Hydrocyclone과 여과장치를 활용하여 강우 유출수내 미

세입자 제거특성을 평가하 다. Yu 등(2010)과 우강화 등

(2009)은 고속도로 폐토사를 이용하여 인공 도로강우 유출수

를 조제하여 Hydrocyclone 운 압력에 따른 분리장치의 처

리성능  입도분포를 분석하 다. 한편 오종민과 노성

(2001)은 Hydrocyclone을 이용한 설된 퇴 물의 분 특

성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동력공  없이 교량이 제공하는 낙

차 에 지에 의해 구동되는 수리동력학  분리장치를 개발

하게 되었고 실증 랜트를 설치하게 되었고 본 논문에서 

운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2.1. 분리장치  기 강우 유출수 포착장치의 작동

Fig. 1에는 기강우 유출수 포착장치와 분리장치의 작동

원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우개시 후 

유출량이 증가하면 배수받이에 의해 강우 유출수가 배출

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 압력수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분리장치가 구동되면서 강우 유출수에 함유된 

토사는 농축되어 하부 배출수(underflow)의 형태로 유출되

고 처리수는 상부 배출수(overflow)의 형태로 유출되게 된

다. 강우가 지속되면서 노면에 축 된 오염물질이 어느 정

도 유출되면 기강우 유출이 종료된다. 기강우 유출수 

포착조건은 내부의 압력수두(수압)가 3 m 이상 도달한 

후 30분 이상 지속되면 자동 으로 압력센서의 신호에 의

해 By-pass 동밸 가 열리면서 기 강우 유출 이후에 

발생된 강우 유출수는 수계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었다.

2.2. 실증 테스트 베드의 설치

실증 테스트 베드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곡리에 소재

한 한국농어 공사 할 수지를 통하는 국도 45호선 

교량 직 하단에 설치하 다(Fig. 2). 본 시설은 분리장치와 

기강우 유출수 차집을 한 압력계  동밸 , 바이패

스  비상 바이패스 로, 후속 블럭 조립형 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처리 상 교량의 노면면 은 길이 50 m, 
폭 10 m로 배수면 은 약 500 m2이었다. 지면으로부터 교

량까지의 낙차는 약 15 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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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s of the test-bed. (a) Full view, (b) The first-flush capture device

Table 1. Dimensions of the device
Term Di Du Do D H1 H2 H3

Size (cm) 2.5 0~2.5 2.63 7.5 3.0 7.5 15.0

   

Fig. 3. Hydrodynamic separator used in this study. (a) 
Picture of the separator, (b) Size of the separator

수리동력학  분리장치는 직경 7.5 cm인 stainless 재질로 

제작하 고 기본 으로 Rietema 기 (Rietema, 1961)과 일

부 본 연구자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제작하 고 규격은 

Table 1에 제시하 다.

2.3. 분리성능 모니터링

실증목 의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 2010년 4월 이후 총16
회의 강우 사상에 하여 강우량, 유량, 압력수두, 오염물

질 농도에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다. Fig. 3에는 모니

터링 강우사상과 강우량, 선행건기일수(advance dry days, 
ADD)를 제시하 다. 강우량  강우강도는 이동식 우량계

를 장에 설치하여 측정하 다.
수질분석 상항목은 TSS, TN, TP, CODcr 이었으며 분석

은 Standard Method (APHA et al., 1995) 의해 실시하 다. 
오염물질 분리효율은 다음 식 (1)과 같이 산출하 다.



  (1)

상기 식에서 E 는 % 분리효율이며 Mu 분리장치에서 하

부 배출수(underflow)에 함유된 오염물질 량(kg)을 나타

내며 Mo는 상부 유출수(overflow)에 함유된 오염물질 량

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강우유출이 진행되는 동안 분리장

치 내부의 압력을 연속 으로 측정하 으며 분리장치로부

터 유출되는 하부  상부 배출수량을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기 강우 유출수 포착시험결과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 후 주어진 강우조건에서 압력계

와 연동하여 기 강우 유출수 포착 이후에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By-pass시키는 동밸 의 개폐동작(if p(압력) > 
3 m for 30 min, by-pass 밸  opened, 그리고 if p < 3 m, 
by- pass 밸  closed)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
개폐조건은 강우사상에서  내부압력이 3 m이상 상승하

게 되면 30분 후( 기강우 경과시 으로 단) 자동으로 

동밸 가 열려 바이패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후 24시
간 동안 밸 가 열려있도록 설계하 으며 시험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강우사상에 해 압

력조건 P > 3 m Open, P < 3 m, Closed에 따라 한 연

동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3 m 이상의 압력조건은 분리장치

가 최상의 효율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압력으로 단하 다

(Yu et al., 2010).

3.2. 유량-압력, 강우강도-압력, 강우강도-유량 계

Fig. 5와 Fig. 6에는 각 강우사상에 한 모니터링 결과

를 바탕으로 도출된 유량-압력, 강우강도-평균압력, 강우강

도와 유량과의 상 계를 제시하 다. 순간유량과 순간압

력과의 계는 비례 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니터링 상 

체 강우사상에 한 평균압력은 1.58~8.17 m의 범 를 

보 으며, 평균유량은 0.48~3.93 m3/hr, 평균 강우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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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infall conditions. (a) Rainfall depth, (b) ADD

(a) (b)

Fig. 6. Effects of rainfall intensity on (a) pressure and (b) flow rate.

Fig. 4. Activation test results of electric valve by pressure. Fig. 5. Relationship between flow rates and in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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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Volume fraction of overflow and underflow. (a) Effect of flow rate, (b) Effect of pressure

(a) (b)

Fig. 8. Effect of the internal pressure on the TSS concentration of (a) underflow and (b) overflow.

2.4~31.6 mm/hr의 범 를 보 다. 그림에 따르면 분리장치 

압력은 유량에 비례하고 유량은 강우강도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강우강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유출량은 증가

하다가 일정수 에 도달한 이후에는 둔화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우강도가 일

정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강우유출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배수받이에 의해 차집되지 않고 노면을 따라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펌 를 이용한 실험실 운 에서 

분리장치 내부압력이 3 m 이상 도달하 을 때 정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Yu et al., 2010) 이에 필요한 강우

강도는 략 으로 4~5 mm/hr 내외로 분석되었다.

3.3. 분리장치에서 유량과 내부압력에 따른 유량분율

수리동력학  분리장치에서 유량분율은 장치내부에서 분

리되는 오염물질의 농축비로 정의할 수 있다. 분리장치에서

는 상부 배출 을 통하여 유출되는 상부 배출수가 처리수의 

형태로 수계로 배출되므로 그 양은 극 화하고 오염물질이 

농축 배출되고 추가 인 후속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하부배

출수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운 조건이다.
Fig. 7에는 분리장치에서 유량과 내부압력이 하부유출수와 

상부유출수의 유량분율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었다. 내부

압력과 유량이 증가할수록 상부 배출수의 양은 증가하 으

며 반 로 내부 압력과 유량이 증가할수록 하부배출수의 양

은 감소하 다. 이와 같은 경향은 펌 를 이용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한 결과와 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유량분율

에는 차이가 있었다.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부배출수량은 10%미만이었는데 그 이유는 일정한 압력조

건에서 운 되는 실험실 분리장치와 달리 장에서는 강우

기에 유출량이 은 경우 압력조건이 충족되기 이 까지

는 부분의 유입수가 하부 배출수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장 실험결과에 따르면 압력이 3 m 내외(유입유량 = 

3~4 m3/hr)로 조성될 때 하부배출수의 양은 체 유입유량

의 10~20% 수 으로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는 입력과 TSS와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유입

수와 상부 배출수에 함유된 TSS 농도의 비율(TSSover/TSSin)
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유입수와 상부 배출

수의 TSS 비율(TSSunder/TSSin)은 증가하 다. 압력수두 0.4~ 
8.0 m 조건에서 TSSunder/TSSin 비는 1.0~8.4, TSSover/TSSin

은 0.09~0.99를 나타내었다.
유사한 압력조건에서 수행된 Yu 등(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TSSunder/TSSin과 TSSover/TSSin 비율은 1~12 and 0~ 
0.06이었다. 장과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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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TSS separation efficiency versus (a) flow rate and (b) pressure.

Fig. 10. Material budget around hydrodynamic separator. (a) Water balance, (b) Pollutants balance

한 바와 마찬가지로 강우강도에 따라 유출량이 변동하므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이다.

3.4. 유량과 내부압력에 따른 TSS 분리효율

유량과 내부압력에 따른 TSS 분리효율을 Fig. 9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리효율은 압력과 유량

의 함수이다. 하부 배출수와 상부 배출수량을 감안한 TSS 
분리효율은 내부압력 2~10 m와 유량 0.5~4.5 m3/일의 범

에서 30~90%(평균 58%)를 기록하 다. 마찬가지로 분리효

율도 실험실 조건에서 운 한 결과(90% 이상의 분리효율)
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도 강우 기에 형성

되는 비정상상태의 압력 때문으로 사료된다.
Castilho (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리동력학  분리

장치에서 효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량을 

꼽고 있다. 테스트 베드에 의한 처리 상 교량노면 면 은 

500 m2로 평균 분리효율 50% 이상 기 할 수 있는 압력

수두는 3 m로 분석되었으며 필요한 강우강도는 4~5 mm/hr 
정도로 상된다. 운 압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감효율은 

증가하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감효율을 얻는데 필요

한 압력은 배수면 (유량)을 늘리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얻

게 된다. 를 들어 처리 상 배수면 을 2배로 증가시킬 

경우 필요한 강우강도는 1/2로 어들며 4배로 늘릴 경우 

필요한 강우강도는 1/4로 어들게 된다. 따라서 수리동력

학  분리장치( 처리 장치) 효율의 향상은 압력에 의해 결

정되므로 운 압력은 단순히 배수면 의 조 에 의해 가능

하다고 단된다.

3.5. 물수지  물질수지

Fig. 10에는 총16회의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리장치에 한 물수지  물질수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먼  물수지 결과를 살펴보면 기강우 유출수 포착장

치에 의해 체 강우 유출수  87%는 By-Pass되고 13%의 

기강우 유출수는 분리장치에서 하부유출수로 29%( 체 

강우량의 3.8%), 상부 유출수는 71%( 체 강우량의 9.3%)
로 분리되는 것으로 밝 졌다.
한편 기 강우 유출수에 함유된 체 오염물질  하부 

배출수로 TSS 71%, CODcr 59%, TN 7.6%, TP 49%가 분

리되고 상부유출수로 TSS 29%, CODcr 41%, TN 92.4%, 
TP 51%가 함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리장치의 제거

기작에 비추어 입자표면에 결합 는 흡착되는 형태로 유

출되는 CODcr와 TP의 제거효율은 우수한 반면 용존상태로 

유출되는 TN의 제거는 매우 조하 다.
강우 유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 강우 유출수 만

을 차집하여 처리하는 것은 단히 요한데 그 이유는 처

리공정의 소요규모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리 

비용의 감하고 공정을 침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량이 제공하는 낙차를 이

용하여 수리동력학  분리장치에 의해 처리할 경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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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강우 유출수에 함유돤 71%의 TSS를 노면에서 

발생하는 체 강우 유출수 비 3.8%의 유량(하부 배출

수)으로 농축시키게 되면 후속처리공정의 용량을 획기 으

로 일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4. 결 론

교량이 제공하는 낙차를 이용하는 수리동력학  분리장

치에 의한 강우유출수 처리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10 m의 수압조건에서 교량노면 면  500 m2 (약120

평)로부터 발생되는 강우유출수에 함유된 TSS  30~ 
90%의 분리효율을 달성하 다.

2) 분리효율은 내부압력(강우강도 는 노면의 면 )에 의

해 결정되며 략 3 m의 평균운  압력 조건에서 50%
의 TSS를 분리하는 것으로 밝 졌다.

3) 수리동력학  분리장치에 해 수행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물수지를 수행한 결과 기 강우유출수 100%
 상부유출수로 71%하부유출수로 29%가 분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기 강우유출수에 함유된 체 오염물질  하부 배출

수로 TSS 71%, CODcr 59%, TN 7.6%, TP 49%가 분리

되고 상부유출수로 TSS 29%, CODcr 41%, TN 92.4%, 
TP 51%가 함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교량이 제공하는 낙차를 이용한 수리동력학  분리장치

에 의해 평균 으로 기 강우 유출수에 함유돤 71%의 

TSS를 노면에서 발생하는 체 강우 유출수 비 3.8%
의 유량(하부 배출수)으로 농축시키게 되면 후속처리공

정의 용량을 상당한 수 으로 일 수 있었다.
6) 마지막으로 장래 수리동력학  분리장치의 비 처리 

용성(장소성, 경제성, 타 기법과의 비교 등)을 포함한 

반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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